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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argeted on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arents of preschooler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foodservice quality and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foodservice management of the preschool 
foodservice establishment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survey on 390 randomly chosen parents of preschoolers (130 
Korean, 130 Chinese, and 130 Japanese). Respondents' importance-satisfaction of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their 
importance-performance of foodservice management were measured. In order to 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paired t-test, one way ANOVA, and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importance of foodservice qua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atisfaction on all items, according to the parent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importance of foodservice quality was higher in Korean parents than in Chinese and 
Japanese parents. According to ISA results with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with relatively low 
satisfaction but high importance (Ⅱ quadrant) was ‘Diversity of menu’ in both Korean and Chinese parents, and ‘Sanitation 
of tables and chair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parents. The importance of foodservice manage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performance on all items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arents. The performance of foodservice management 
was higher in Chinese than in Japanese and Korean parents. According to IPA results with foodservice management, the 
management with relatively low performance but high importance (Ⅱ quadrant) was ‘Preparation’ in Korean parents, and 
‘Facility and equipment’ in Japanese parents. Therefore, the items with relatively low satisfaction (performance) and high 
importance should be well-managed.   

Key words: foodservice quality, foodservice management, preschool foodservice establishments, importance-satisfaction, 
importance-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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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핵가족

과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게 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

고 교육하는 기능이 약화되었다(Kwon MO 2013). 이에 유아

를 장시간 보호해 주고 교육해줄 수 있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

하게 되었고(Lee & Lee 2010),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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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시

간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단체급식 제공

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은 하루에 적어도 1번 이상은 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급식시설은 어린이

집, 유치원, 기타육아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

은 각각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학원법 의 적용을 

받고 있다(Park GN 2012).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급식법 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급식관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

는 단체급식시설은 시설마다 적용을 받는 법이 다르고, 학교

급식법과 같이 급식에 대해서만 다루는 법률이 따로 제정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1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

법 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미취학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시

설의 급식관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3

년 12월 기준 43,770개소로 2000년 19,276개소 대비 2.3배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013년 12월 기준 

1,486,980명으로 2000년 686,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MOHW 2014). 또한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은 2009년에

는 8,373개소로 537,361명의 아동이 이용하던 것이 매년 증가

하여 2014년에는 유치원수가 8,826개소로 652,546명의 아동

이 이용하고 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

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개소수와 이용하는 아동수가 

증가하고 있다(KESS 2014).
유아기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영양 상태는 일생동안의 성장과 발달의 기

초가 된다. 특히 이 시기에 정착된 식습관은 성인이 된 후에

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Gillespie AH 1981; Lee 
등 2012). 따라서 영유아에게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충분

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

하게 해야 한다(Jang & Kim 2003).
미취학 아동 대상 급식소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에 

대한 연구는 급식운영 현황 관련 연구(Kim 등 2011), 영양 섭

취 평가 관련 연구(Jung 등 2010; Jung 등 2011; Kim 등 2013), 
급식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미생물적 품질평가 관련 연구(Lee 
등 2012a; Lee 등 2012b; Yoon 등 2012) 등이 진행되었다. 학
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취학 아동 급식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는 일부지역 유치원에 소속된 원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식품 기호도와 만족도 연구(Lee 등 1999), 충북지역 유치원 

급식품질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연구(Lee & Lee 2010),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급식 품질 

만족도 연구(Kim & Lee 2013), 일부 지역 유치원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급식실태와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를 비교한 연

구(Lee 등 2013) 등이 있다. 미취학 아동 급식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유치원 급식에 대한 연구로 어린이집 급식 만

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대

상으로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

사하고, 급식운영 주요영역에 대해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사

하였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급식시설에 효율

적인 급식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만 5~7세의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어머

니 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서울, 중국의 천

진, 일본의 도쿄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를 선정하

여 2012년 1월 한 달 동안 한국, 중국, 일본 각각 13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원이 직접 배부

하고, 조사대상이 기입한 후 다시 회수해 오는 형식으로 조사

하여 회수율은 한국, 중국, 일본 모두 100%였으나, 기재가 불

충분한 것을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선행 연구(Chang & Kim 2003; Lee & Oh 2005; 

Choe & Lee 2009; Song & Kim 2011)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급식형태 현황,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의 중요도와 만

족도, 급식운영 주요영역의 중요도와 수행도,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다. 급식형태 현황에서는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형

태, 현재 제공되는 급식형태, 현재 자녀에게 제공되는 급식 

만족도, 원하는 급식형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급식서비스 품

질특성은 음식의 양, 영양, 메뉴의 다양성 등 메뉴의 품질, 음
식의 위생, 식탁 및 의자 위생 등 위생 관련 품질, 어린이 식

습관 교정 효과 등 급식효과, 전용 식당 구비 등 시설 관련 

품질, 급식비 등 가격 품질로 구성하여 중요도(1점: 전혀 중

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와 만족도(1점: 전혀 만족하

지 않는다. 5점: 매우 만족한다)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

다. 급식운영 주요영역은 식단계획 및 운영, 식사지도 및 영

양교육에 해당하는 식단 및 영양관리, 식재료 구매 및 저장 

관리에 해당하는 구매 및 저장관리, 전처리 및 조리, 검식, 배
식에 이르는 과정 관리에 해당하는 급식조리관리, 위생안전

관리, 시설설비관리, 급식계획, 급식인력 확보 및 교육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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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식관리 기반 구축에 해당하는 급식 내적 환경 총 6가지

로 구성하여 중요도와 수행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

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학력, 미취학 자녀의 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처리
한국은 106부, 중국은 109부, 일본은 125부 총 340부를 분

석에 이용하였고, SPSS 통계프로그램(ver. 21.0)을 통해 분석

하였다. 중요도와 만족도(수행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한국, 중국, 일본 국가 간의 중요도와 

만족도(수행도)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one 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하였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

(수행도)를 동시에 비교하기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Oh H 2001). 

결과 및 고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status of foodservice type                                         N(%)

Characteristics Korea China Japan Total

Type of facilities 
Child-care center 106(100.0) 109(100.0) 47( 37.6) 262( 77.1)
Kindergarten   0(  0.0) 0(  0.0) 78( 62.4) 78( 22.9)

Foodservice type 
of attending 

facilities

Home made lunch box   0(  0.0) 3(  2.8) 27( 21.6) 30(  8.8)

Purchased lunch box as a group   0(  0.0) 3(  2.8) 28( 22.4) 31(  9.1)
Lunch made at the facilities kitchen 106(100.0) 101( 92.7) 48( 38.4) 255( 75.0)
Other   0(  0.0) 2(  1.8) 22( 17.6) 24(  7.1)

Ideal foodservice 
type

Home made lunch box   1(  0.9) 3(  2.7) 10(  8.0) 14(  4.1)
Purchased lunch box as a group   0(  0.0) 0(  0.0) 13( 10.4) 13(  3.8)
Lunch made at the facilities kitchen 104( 98.1) 105( 96.3) 88( 70.4) 297( 87.4)

Other   1(  0.9) 1(  0.9) 14( 11.2) 16(  4.7)

Gender
Male   0(  0.0) 2(  1.8) 15( 12.0) 17(  5.0)
Female 106(100.0) 107( 98.2) 110( 88.0) 323( 95.0)

Age
20~29   4(  4.0) 81( 74.1) 8(  6.6) 93( 27.9)
30~39  85( 79.2) 28( 25.9) 95( 75.2) 208( 60.3)
≥40  17( 16.8) 0(  0.0) 22( 18.2) 39( 11.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13( 12.2) 8(  7.3) 13( 10.4) 34( 10.0)
College  50( 47.1) 49( 44.9) 46( 36.8) 145( 42.6)
University  41( 38.6) 45( 41.2) 23( 18.4) 109( 32.1)
Undergraduate over   2(  1.8) 7(  6.4) 43( 34.4) 52( 15.3)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1  58( 54.7) 107( 98.1) 83( 66.4) 248( 72.9)
2  45( 42.5) 2(  1.9) 40( 32.0) 87( 25.6)

3   3(  2.8) 0(  0.0) 1(  0.8) 4(  1.1)
4   0(  0.0) 0(  0.0) 1(  0.8) 1(  0.2)

Total 106(100.0) 109(100.0) 125(100.0) 340(100.0)

1. 일반사항 및 급식형태 현황
일반사항 및 급식형태 현황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

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과 중국은 100%가 어린이집에 다니

고 있었고, 일본은 37.6%는 보육소에, 62.4%는 유치원에 다

니고 있었다. 급식의 형태는 한국은 모두 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되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시설의 조리실

에서 조리되는 급식이 92.7%로 가장 많았고,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외부 구입 도시락이 각각 2.8%로 나타났다. 일본은 

집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한 도시락이 21.6%, 단체로 구매한 

외부에서 조리된 도시락이 22.4%, 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되

는 급식이 38.4%였다. 가장 원하는 급식의 형태는 시설의 조

리실에서 조리되는 급식이 한국 98.1%, 중국 96.3%, 일본 

70.4%로 다른 급식형태보다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한국은 모두 여성이었고, 중국은 남

자 2명(1.8%), 여자 107명(98.2%)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남

자 15명(12.0%), 여자 110명(88.0%)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한

국과 일본은 30대가 각각 79.2%, 75.2%로 가장 많았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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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대가 74.1%로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의 비율이 중국은 

0%로 나타났으나, 한국과 일본은 각각 16.8%, 18.2%로 나타

났다. 학력은 한국, 중국, 일본 모두 2~3년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수는 1명이라는 비율이 72.9%로 가

장 많았고, 2명은 25.6%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1명이 98.1%
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았다.    

2. 급식서비스 품질특성 중요도와 만족도 비교

Table 2. Comparison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Foodserive quality characteristics Korea t-value China t-value Japan t-value

Quantity of food
Importance  4.07±0.601)

  2.68**
4.54±0.63

12.77***
3.69±0.73

  1.02
Satisfaction 3.76±0.95 3.49±0.69 3.60±0.68

Nutrition
Importance 4.79±0.40

 10.69***
4.73±0.44

19.12***
4.41±0.65

 10.06***
Satisfaction 3.97±0.73 2.92±0.82 3.57±0.86

Diversity of menu
Importance 4.55±0.54

  6.03***
4.58±0.56

19.18***
4.03±0.73

  6.25***
Satisfaction 3.76±1.16 2.84±0.86 3.41±1.01

Freshness of food
Importance 4.91±0.29

 11.03***
4.68±0.57

19.72***
4.43±0.63

 11.15***
Satisfaction 4.08±0.70 2.88±0.82 3.47±0.73

Using seasonal food
Importance 4.56±0.51

  6.85***
3.91±0.85

10.55***
4.03±0.73

  7.36***
Satisfaction 3.70±1.09 2.91±0.62 3.38±0.82

Using eco-friendly food 
materials 

Importance 4.18±0.78
  4.53***

3.87±0.80
12.36***

3.97±0.82
  7.65***

Satisfaction 3.78±0.75 2.73±0.57 3.16±0.75

Diversity of cooking 
method

Importance 4.36±0.55
  5.79***

4.49±0.59
18.58***

3.59±0.84
  3.19**

Satisfaction 3.65±1.01 2.57±0.78 3.27±0.79

Food safety 
Importance 4.94±0.23

 12.55***
4.66±0.47

17.76***
4.76±0.50

 13.81***
Satisfaction 4.12±0.62 3.28±0.68 3.70±0.68

Sanitation of tables and 
chairs

Importance 4.55±0.53
  9.64***

4.34±0.56
18.05***

4.30±0.70
  8.58***

Satisfaction 3.86±0.68 3.03±0.54 3.46±0.83

Sanitation of foodservice 
employee 

Importance 4.81±0.39
 10.86***

4.34±0.55
17.77***

4.70±0.56
 13.01***

Satisfaction 4.05±0.66 2.99±0.54 3.64±0.71

Sanitation kitchen and 
dining hall 

Importance 4.86±0.35
 11.68***

4.27±0.54
17.78***

4.68±0.55
 14.07***

Satisfaction 4.08±0.65 3.00±0.56 3.49±0.80

Correction effect on 
eating habit

Importance 4.45±0.58
  7.03***

4.25±0.59
16.74***

4.38±0.64
  8.16***

Satisfaction 3.89±0.72 2.85±0.61 3.62±0.84

Correction effect on 
sanitation habit

Importance 4.53±0.57
  7.51***

4.34±0.58
17.99***

4.41±0.63
  9.04***

Satisfaction 3.96±0.71 2.87±0.63 3.67±0.74

Presence of exclusive 
dining hall 

Importance 4.17±0.92
  0.00

4.05±0.62
13.17***

3.43±0.76
  0.14

Satisfaction 4.17±0.85 2.77±0.56 3.41±0.81

Interior design and 
lighting of dining hall 

Importance 3.69±0.83
－1.32

3.92±0.71
14.22***

3.13±0.78
－1.94

Satisfaction 3.85±0.70 2.82±0.49 3.31±0.68

Meal cost
Importance 3.97±0.65

  1.64
4.08±0.62

14.75***
3.43±0.77

  0.50
Satisfaction 3.81±0.71 2.89±0.63 3.38±0.80

1) Mean±S.D., **p<0.01, ***p<0.001.

1)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의 국가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결

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16가지 항목 모두 만

족도 점수가 중요도 점수보다 더 낮았다. 한국과 일본은 전용 

식당 구비, 실내장식 및 조명, 급식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

의 만족도 점수가 중요도 점수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반면, 
중국은 모든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중요도 점수보다 유의적

으로 낮았다. 특히 한국은 ‘음식의 위생’ 중요도 점수가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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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만족도 점수가 4.12점으로 만족도가 4점 이상이었으나, 
중요도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았고, 중요도 점수와 

만족도 점수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조리실 

및 식당의 위생’도 중요도 점수가 만족도 점수보다 유의적으

로 높았다(p<0.001). 한국은 위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Lee & 
Oh(2005)의 연구에서 유치원 급식 시 ‘조리과정의 위생 및 청

결’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본은 

‘조리실 및 식당의 위생’의 중요도 점수가 4.68점, 만족도 점

수가 3.49점으로 중요도 점수가 만족도 점수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일본의 ‘음식의 위생’ 중요도 점수는 4.76점
으로 만족도 점수 3.70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일
본도 역시 위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만족도

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은 

위생보다는 음식에 대한 만족도 점수와 중요도 점수 간에 차

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재료의 신선도’, ‘메뉴의 

다양성’, ‘영양’의 중요도 점수가 만족도 점수보다 유의적으

로 높았다(p<0.001). 

2) 한국, 중국, 일본의 중요도 차이
한국, 중국, 일본 간에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의 중요도 점

수 비교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음식의 위생’ 중요도 점수

Table 3. Importance of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amo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arents of preschoolers

Mean Korea China Japan F-value
Quantity of food 4.08±0.75 4.07±0.601)b 4.55±0.63c 3.68±0.74a 49.21***
Nutrition 4.63±0.55 4.79±0.40b 4.73±0.44b 4.40±0.66a 18.75***
Diversity of menu 4.38±0.67 4.55±0.53b 4.60±0.56b 4.02±0.72a 30.94***

Freshness of food 4.66±0.56 4.91±0.29c 4.69±0.57b 4.43±0.64a 23.28***
Using seasonal food 4.16±0.76 4.56±0.51b 3.92±0.85a 4.02±0.73a 24.93***
Using eco-friendly food materials 4.00±0.83 4.14±0.83b 3.88±0.80a 3.98±0.84ab  2.72
Diversity of cooking method 4.13±0.78 4.36±0.55b 4.50±0.58b 3.60±0.83a 60.39***
Food safety 4.79±0.43 4.94±0.23b 4.67±0.47a 4.76±0.49a 11.61***
Sanitation of tables and chairs 4.39±0.61 4.55±0.53b 4.35±0.56a 4.29±0.68a  5.61**

Sanitation of foodservice employee 4.62±0.54 4.81±0.39b 4.35±0.55a 4.70±0.55b 24.72***
Sanitation kitchen and dining hall 4.61±0.54 4.86±0.35c 4.29±0.54a 4.69±0.54b 37.23***
Correction effect on eating habit 4.36±0.61 4.45±0.58b 4.26±0.59a 4.38±0.64ab  2.79
Correction effect on sanitation habit 4.44±0.60 4.53±0.57b 4.34±0.58a 4.42±0.62ab  2.64
Presence of exclusive dining hall 3.54±0.96 3.70±0.98c 3.97±0.73b 3.07±0.93a 31.92***
Interior design and lighting of dining hall 3.54±0.87 3.56±0.94b 3.94±0.73c 3.16±0.80a 26.58***

Meal cost 3.81±0.76 3.98±0.65b 4.08±0.64b 3.43±0.79a 27.99***
1) Mean±S.D., **p<0.01, ***p<0.001.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는 4.79점으로 16가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
요도 점수가 낮은 항목은 ‘전용 식당 구비’(3.54점), ‘실내장

식 및 조명’(3.54점)으로 나타났다. ‘음식의 양’, ‘영양’, ‘메뉴

의 다양성’, ‘식재료의 신선도’는 일본의 중요도 점수가 한국

이나 중국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계절식품 이

용’ 중요도 점수는 한국이 4.56점으로 일본 4.02점, 중국 3.92
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음식의 위생은 중국 4.67
점, 일본 4.76점, 한국 4.94점으로 나타났고,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식탁 및 의

자 위생’, ‘조리실 및 식당의 위생’ 역시 한국의 중요도 점수

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3) 한국, 중국, 일본의 만족도 차이
한국, 중국, 일본 간에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의 만족도 점

수 비교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16가지 항목 모두 국가 간

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

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IPA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IPA 분석 결과는 

Fig. 1~3에 나타내었다. 한국의 경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

도는 낮아 중점관리영역으로 나타난 항목이 ‘메뉴의 다양성’, 
‘계절식품 이용’, ‘식탁 및 의자 위생’이었다. 충북지역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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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tisfaction of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amo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arents of preschoolers
Mean Korea China Japan F-value

Quantity of food 3.61±0.78 3.76±0.951)b 3.49±0.69a 3.59±0.68ab  3.33*
Nutrition 3.48±0.91 3.97±0.73c 2.92±0.82a 3.55±0.86b 44.45***
Diversity of menu 3.33±1.08 3.76±1.15c 2.84±0.86a 3.39±1.02b 21.88***
Freshness of food 3.47±0.89 4.08±0.70c 2.88±0.82a 3.45±0.74b 66.29***
Using seasonal food 3.33±0.91 3.71±1.08c 2.91±0.62a 3.38±0.82b 23.11***
Using eco-friendly food materials 3.22±0.81 3.78±0.75c 2.73±0.57a 3.17±0.75b 59.86***
Diversity of cooking method 3.16±0.97 3.65±1.01c 2.57±0.78a 3.26±0.79b 42.67***
Food safety 3.70±0.74 4.12±0.62c 3.28±0.68a 3.69±0.68b 41.86***
Sanitation of tables and chairs 3.46±0.77 3.86±0.68c 3.03±0.54a 3.48±0.83b 37.15***
Sanitation of foodservice employee 3.56±0.77 4.05±0.66c 2.99±0.54a 3.62±0.71b 71.41***
Sanitation kitchen and dining hall 3.52±0.81 4.08±0.65c 3.00±0.56a 3.50±0.80b 64.75***
Correction effect on eating habit 3.46±0.85 3.89±0.72c 2.85±0.61a 3.62±0.83b 57.69***
Correction effect on sanitation habit 3.50±0.83 3.97±0.72c 2.87±0.63a 3.66±0.74b 69.31***
Presence of exclusive dining hall 3.17±0.83 4.16±0.83c 2.77±0.56a 3.40±0.79b 35.76***
Interior design and lighting of dining hall 3.24±0.73 3.86±0.69c 2.82±0.49a 3.32±0.69b 51.59***
Meal cost 3.36±0.81 3.84±0.72c 2.89±0.63a 3.37±0.80b 44.70***
Overall satisfaction 3.59±0.85 3.92±0.79b 3.12±0.94a 3.72±0.83b 25.14*** 

1) Mean±S.D., *p<0.05, ***p<0.001.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m
portance

Satisfaction

Importance mean score 4.46, Satisfaction mean score 3.9
Section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Ⅰ(Doing great, 
Keep it up)

2. Nutirition, 4. Diverstiy of menu, 8. Food safety,
10. Sanitation of foodservice employee, 
11. Sanitation kitchen and dining hall, 
13. Correction effect on sanitation habit

Ⅱ(Focus here) 3. Diversity of menu, 5. Using seasonal food, 
9. Sanitation of tables and chairs 

Ⅲ(Low 
priority)

1. Quantity of food, 6. Using eco-friendly food materials, 
7. Diversity of cooking method, 12. Correction effect on eating habit, 
15. Interior design and lighting of dining hall,
16. Meal cost 

Ⅳ(Overdone) 14. Presence of exclusive dining hall

Fig. 1.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of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in Korea

Im
portance

Satisfaction

Importance mean score 4.31, Satisfaction mean score 2.92
Section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Ⅰ(Doing great, 
Keep it up)

1. Quantity of food, 8. Food safety, 
9. Sanitation of tables and chairs, 
10. Sanitation of foodservice employee

Ⅱ(Focus here)
2. Nutrition, 3. Diversity of menu, 4. Freshness of food,
7. Diversity of cooking method, 
13. Correction effect on sanitation habit

Ⅲ(Low 
priority)

5. Using seasonal food, 6. Using eco-friendly food materials,
12. Correction effect on eating habit, 
14. Presence of exclusive dining hall,
16. Meal cost

Ⅳ(Overdone) 11. Sanitation kitchen and dining hall 

Fig. 2.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of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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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portance

Satisfaction

Importance mean score 4.08, Satisfaction mean score 3.47
Section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Ⅰ(Doing great, 
Keep it up)

2. Nutrition, 8. Food safety, 4. Freshness of food, 
10. Sanitation of foodservice employee, 
11. Sanitation kitchen and dining hall,
12. Correction effect on eating habit,
13. Correction effect on sanitation habit

Ⅱ(Focus here) 9. Sanitation of tables and chairs

Ⅲ(Low 
priority)

3. Diversity of menu, 5. Using seasonal food,
6. Using eco-friendly food materials,
7. Diversity of cooking method,
14. Presence of exclusive dining hall,
15. Interior design and lighting of dining hall, 16. Meal cost

Ⅳ(Overdone) 1. Quantity of food 

Fig. 3.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of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in Japan

시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Choe & Lee(2009)의 연구에서

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메뉴의 다양성’과 ‘식탁 

Table 5. Compariso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foodservice management

Foodservice management Korea t-value China t-value Japan t-value

Menu planning and nutrition 
Importance 4.68±0.501)

6.65***
4.67±0.49

17.01***
4.23±0.73

4.57***
Perormance 4.14±0.72 3.40±0.59 3.81±0.82

Purchasing and storage 
Importance 4.73±0.48

9.03***
4.39±0.56

14.23***
4.11±0.81

5.99***
Perormance 4.04±0.76 3.24±0.64 3.47±0.77

Preparation 
Importance 4.67±0.51

9.18***
4.42±0.56

17.66***
4.12±0.73

6.89***
Perormance 3.91±0.79 3.04±0.60 3.45±0.83

Hygiene and safety 
Importance 4.74±0.52

8.86***
4.51±0.52

15.69***
4.34±0.67

8.07***
Perormance 4.10±0.66 3.43±0.56 3.54±0.81

Facility and equipment 
Importance 4.56±0.53

6.67***
4.41±0.60

18.97***
4.17±0.67

7.78***
Perormance 4.06±0.64 3.05±0.50 3.42±0.78

Internal environment(planning, 
human resources etc.)

Importance 4.50±0.55
7.51***

4.33±0.54
19.32***

3.87±0.80
5.12***

Perormance 3.87±0.75 2.97±0.44 3.38±0.75
1) Mean±S.D., ***p<0.001.

및 의자 위생’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고, ‘계
절식품 이용’은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Choe & Lee(2009)의 연구에서 ‘실내장식’과 ‘조명’은 중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

서도 ‘실내장식 및 조명’이 같은 영역에 나타났다. 급식서비

스 품질특성 중 물리적인 급식 외부 환경보다는 음식이나 위

생과 같은 급식음식 자체에 대한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다고 볼 수 있겠다. 중국은 중점관리영역이 ‘영양’, ‘메뉴의 

다양성’, ‘식재료의 신선도’, ‘조리방법의 다양성’, ‘어린이 위

생습관 교정 효과’로 나타났고, 일본은 ‘식탁 및 의자 위생’으
로 나타났다. ‘식탁 및 의자 위생’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중점관리영역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어린이집은 전용 식당에서 배식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교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식탁

에 대한 위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급식운영 주요영역의 중요도와 수행도 비교

1)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
급식운영 주요영역의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각 영역의 중요도와 수행

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한국은 급식조리관리

에서 중요도(4.67점)가 수행도(3.91)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01). 일본은 위생안전관리에서 중요도(4.34점)가 수행

도(3.54)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요도와 만족도 간에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특히 급식 내적 환경은 수행도가 2.97점으로, 중요도 4.33
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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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중국, 일본의 중요도 차이
급식운영 주요영역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중요도 점수 차이

는 Table 6과 같다. 각 영역의 점수는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났

다. 6가지 영역 모두 일본의 중요도 점수가 한국과 중국보다 유

의적으로 낮았다. 특히 급식 내적 환경은 일본이 3.84점으로 한

국 4.50점, 중국 4.35점으로 유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p<0.001).  

3) 한국, 중국, 일본의 수행도 차이
급식운영 주요영역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수행도 점수 

차이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각 영역의 평균 점수는 4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의 점수는 중국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간에 유의

적인 차이가 있었다. 특히 시설설비관리는 국가 간의 점수 차

이가 컸는데, 중국이 3.05점으로 일본 3.42점, 한국 4.06점보

다 유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p<0.001). 

4) IPA 
급식운영 주요영역의 중요도와 수행도의 IPA 분석 결과는 

Fig. 4~6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중요도 점수는 높으나, 상
대적으로 수행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항목은 한국은 ‘급식조

Table 6. Importance of foodservice management amo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arents of preschoolers

Foodservice management Mean Korea China Japan F-value
Menu planning and nutrition 4.52±0.63  4.68±0.501)b 4.68±0.49b 4.22±0.74a 21.96***
Purchasing and storage 4.40±0.68 4.73±0.48c 4.40±0.56b 4.11±0.80a 26.15***
Preparation 4.40±0.65 4.67±0.51c 4.44±0.56b 4.12±0.73a 22.43***
Hygiene and safety 4.53±0.60 4.74±0.52c 4.53±0.52b 4.35±0.67a 12.40***

Facility and equipment 4.38±0.62 4.56±0.53b 4.43±0.59b 4.18±0.67a 10.72***
Internal environment(planning, 
human resources etc.) 4.22±0.70 4.50±0.55b 4.35±0.55b 3.84±0.79a 31.55***

1) Mean±S.D., ***p<0.001.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Performance of foodservice management amo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arents of preschoolers

Foodservice management Mean Korea China Japan F-value
Menu planning and nutrition 3.79±0.77  4.14±0.721)c 3.40±0.59a 3.81±0.81b 28.15***
Purchasing and storage 3.58±0.80 4.04±0.76b 3.24±0.64a 3.47±0.77b 33.57***
Preparation 3.46±0.82 3.91±0.79c 3.04±0.60a 3.43±0.82b 35.61***
Hygiene and safety 3.69±0.74 4.10±0.66b 3.43±0.56a 3.53±0.80a 29.80***
Facility and equipment 3.51±0.77 4.06±0.64c 3.05±0.50a 3.42±0.78b 64.22***

Internal environment(planning, 
human resources etc.) 3.41±0.76 3.87±0.75c 2.97±0.44a 3.38±0.74b 47.70***

1) Mean±S.D., ***p<0.001.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m
portance

Performance

Importance mean score 4.64, Performance mean score 4.02
Section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Ⅰ(Doing great, 
Keep it up)

1. Menu planning and nutrition, 2. Purchasing and storage,
4. Hygiene and safety 

Ⅱ(Focus here) 3. Preparation 

Ⅲ(Low priority) 6. Internal environment(planning, human resources etc.)

Ⅳ(Overdone) 5. Facility and equipment 

Fig. 4.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of foodservice 
mana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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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portance

Performance

Importance mean score 4.45, Performance mean score 3.18
Section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Ⅰ(Doing great, 
Keep it up) 1. Menu planning and nutrition, 4. Hygiene and safety 

Ⅱ(Focus here) - 

Ⅲ(Low priority) 3. Preparation, 5. Facility and equipment,
6. Internal environment(planning, human resources etc.)

Ⅳ(Overdone) 2. Purchasing and storage 

Fig. 5.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of foodservice 
management in China

Im
portance

Performance

Importance mean score 4.14, Performance mean score 3.51
Section Food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Ⅰ(Doing great, 
Keep it up) 1. Menu planning and nutrition, 4. Hygiene and safety 

Ⅱ(Focus here) 5. Facility and equipment 

Ⅲ(Low priority) 2. Purchasing and storage, 3. Preparation, 
6. Internal environment(planning, human resources etc.)

Ⅳ(Overdone) -  

Fig. 6.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of foodservice 
management in Japan

리관리’, 일본은 ‘시설설비관리’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그 영

역에 속한 항목이 없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를 대

상으로 미취학 아동의 급식형태를 살펴보고, 급식의 서비스 

품질특성 및 급식운영 주요영역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수행

도)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서울, 중국의 천진, 일본의 도쿄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를 선정하여 각각 13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한국 106부, 중국 109부, 일본 125부 

총 34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SPSS 통계

프로그램(ver. 21.0)을 통해 분석하였고, paird t-test, one way 
ANOVA,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과 중국은 100%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 
일본은 37.6%는 보육소에, 62.4%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급식의 형태는 한국은 모두 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되는 급식

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되는 

급식이 92.7%로 가장 많았고, 일본은 집에서 개별적으로 준비

한 도시락이 21.6%, 단체로 구매한 외부에서 조리된 도시락이 

22.4%, 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되는 급식이 38.4%였다. 가장 원

하는 급식의 형태는 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되는 급식이 한국 

98.1%, 중국 96.3%, 일본 70.4%로 다른 급식형태보다 높았다.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의 국가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6가지 항목 모두 만족도 점수가 중요도 점수보

다 더 낮았다. 특히 한국은 ‘음식의 위생’ 중요도 점수가 4.94
점, 만족도 점수가 4.12점으로 만족도가 4점 이상이었으나, 
중요도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았고, 중요도 점수와 

만족도 점수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일본은 

‘조리실 및 식당의 위생’의 중요도 점수가 4.68점, 만족도 점

수가 3.49점으로 중요도 점수가 만족도 점수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반면, 중국은 위생보다는 음식에 대한 만족

도 점수와 중요도 점수 간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재료의 신선도’, ‘메뉴의 다양성’, ‘영양’의 중요도 점

수가 만족도 점수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한국, 중
국, 일본 간에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의 중요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점수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 중국, 일본 간에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의 만족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만

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운영 주요영역의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를 비교한 결

과, 세 국가 모두 6가지 영역의 중요도 점수가 만족도 점수보

다 높았다. 급식운영 주요영역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중요

도 점수는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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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 점수는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서비스 품질 특성과 급식 운영 주요 영역의 IPA(ISA) 

분석 결과, 모두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 중점관리영역으로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각 나라마다 다른 특성을 보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식탁 및 의자 위생’이 공통적으로 중점

관리영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 대상 급식소에

서는 급식을 운영할 때 양, 영양 등 음식 자체에 대한 품질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과정 중의 품질관리에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일부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추후 연구대상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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